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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 노인의 비의도적 손상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손상의 연구는 활발하여, 연령에 대한 손상발생과 사회경제적인 요인

간에 관계를 규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 손상은 바로 사망 또는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상을 야기하는 비의도적인 손상에 대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회의 경제

적 손실 및 사회문제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손상의 위험도가 높은 우리나라 보건환경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손

상발생률과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자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연령이 높은 그룹일수록,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비의도적인 손상

발생률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소재지, 소득, 교육수준에 따른 손상발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비만, 음주, 걷는 문제 등 개인건강요인에 따른 손상발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자료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이며, 65

세 이상 노인을 추출하였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사

회경제적 요인과 개인건강관련 요인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은 연령, 주거형태, 소재

지, 결혼상태, 직업, 가구소득이며, 개인건강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걷는 문제

이었고, 종속변수는 지난 1년간 손상발생 여부이었으며 손상발생률과 손상관련 요

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성별 손상 발생률은 남성이 63/1,000명이었고, 여성은 79/1,000명이었다.

남성은 연령 65~69세 그룹과 직업에서 사무직 그룹이 각각 79/1,000명으로 가

장 높은 손상발생률로 조사 되었고, 개인건강관련 변수에서는 체질량지수의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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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평소음주여부에서 1번 이상 그룹이 각각 78/1,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연

령변수에서 75세 이상 그룹에 비해 70~74그룹이 2.0배 높았고 65~69세 그룹이 2.8배

높았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건강요인에 따른 손상발생은 남성 노

인에서 걷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룹에 비해 조금 있는 그룹이 1.7배로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은 소재지, 직업, 가구소득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소득 200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 150~199만원 그룹이 2.1배 높은

손상발생률로 분석되었다.

위 결과는 중국에서 2010년 제시된 손상발생률과 비교하여 2배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손상발생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미국이나 스웨덴에

서는 노인손상과 관련하여 원인에 대한 연구와 10년 이상 국가데이터로서 손상발

생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병원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연

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연구로

발전하여 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예방이 필요하다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산

출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노인의 손상관련 연구내용을 비롯하여 가설을 제시하였으나, 일부분

야에서는 상응한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

국의 손상예방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에 대한 노인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서 노인 손상발생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여성노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핵심 되는 말 : 비의도적 손상, 손상 발생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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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구 고령화는 보건학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다. 지난 한 세대를 걸쳐 위생상태

의 개선, 급성질환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활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의

증가하면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였다(유승흠, 2007).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사망률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통사망률은

1983년 인구 천 명당 6.6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5.1명으로 1.5명 감소했다. 65세 이

상 고령인구의 사망률은 동기간 고령인구 천 명당 71.3명에서 41.2명으로 크게 감

소하였다(유승흠, 2007).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10년 뒤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로,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통계청, 2008).

외국의 경우 국제 보건기구의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도에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이 손상으로 사망하여 인구 100만 명당 83.7의 사망률을 기록함으로써 전

세계 사망의 9%, 전체 질병 부담의 약 12%를 손상이 차지하였다(Paden, 2002). 우

리나라 손상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심각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2007년도 OECD Health Data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7.5명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많았고, 전체 사망 중 외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분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고였다(OECD Health Data, 2007).

일부 선진국에서만 손상에 대한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손상예방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한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가 2005년부터 의료기관 기반 손상감시를 시작하여

사회 안전 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관련 자료를 마련하고 ‘국가통합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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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손상예방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7).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연구에서는 2006년에 건강보험을 이용한 손상환례

12,380,896건 중 22.5%는 직업안전영역, 8.0%는 교통안전영역이었고, 69.8%가 생활

안전영역이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이용한 손상 환례까지 포함하면, 우리나

라의 전체 손상은 직업안전영역 22.4%, 교통안전영역 13.9%, 생활안전영역 63.7%로

구성된다(박건희 등, 2008).

선진국의 손상의 연구는 활발하여, 연령에 대한 손상발생과 사회경제적인 요인

간에 관계를 규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 손상은 바로 사망 또는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상을 야기하는 비

의도적인 손상에 대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회의 경제적 손실 및 사회문

제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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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 손상의 사회적 요인과 건강적 요인 비교,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노인손상발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성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성별로 구

분하여 1,000명당 손상 발생률을 분석하였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손상관련 요인을 분석하였

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 건강적 요인측면에

서 비교 분석하였다.



- 4 -

Ⅱ. 문 헌 고 찰

1. 노인의 개념 및 구분기준

가. 노인의 개념

노인이란 생리적,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

인의 자가유지기능과 사회적인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

로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

및 행동의 변화 등이 상호 작용되는 복합형태의 과정이다”(국제노년학회, 1951).

나. 노인의 구분기준

일반적으로 노인을 구분하는 데는 특정 연력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60세 또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노령연금법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비스마르

크를 지목한다. 근자에는 연령층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전기노인(yong-old 65~74세),

후기노인(old-old 75세 이상) 또는 최고령노인(oldest old, 80세 또는 85세 이상)등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유승흠, 2007).

현재 구미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

정하고 있다.

2. 손상의 개념 및 분류기준

가. 손상의 개념

손상은 “생리적 내성이 역치를 초과하는 분량의 기계적, 온도적, 전기적,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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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사능 에너지에 짧고 급격히 노출되어 생긴 육체의 기질적인 변화를 의미하

며, 익사, 질식, 동사와 같이 생체적 요소의 부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Baker et

al, 1984). 질병관리본부(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서는 손상을 “인간

내성의 역치를 초과하는 인간의 신체량 또는 속도에 상호작용하는 기계에너지,

열, 전기, 화학물질과 방사선과 같은 물리적 병인에 급성 노출로 발생한”(WHO,

2001)이라고 하였다.

나. 손상의 분류기준

손상의 크게 고의가 아닌 또는 불의의 사건인하여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

의도적 손상(unintentional injury)과 고의의 사건으로 발생한 의도적 손상

(intentional injury), 그리고 미확인 손상(undetermined intent injury)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세희, 2009). 비의도적 손상은 아무런 내적, 외적 의도의 작용 없이 일어

나는 것으로 운수사고, 중독, 추락, 화재, 익수 등이 있으며, 의도적 손상은 폭발,

전쟁, 자해 등이 있다(CDC, 2003).

3. 외국의 손상 발생 현황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16,000명, 매년 5백만 명이

손상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였고, 인구 십만 명당 97.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WHO, 2002).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12배에 해당한다.

OECD 국가별 손상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손

상사망자수가 63.6명으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고, 헝가리는 인구

10만 명당 93.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58.2명으로 미국의 53.8명 보다 손상발

생률이 높았다. 특히 총사망대 손상사망비율(%)에서 우리나라는 12.4%로 쿠웨이트

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질병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중에서 손상

으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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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성별 손상 사망현황에서 우리나라는 남성이 인구 10만 명당

87.2명으로 헝가리, 핀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도

39.5명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이화여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손상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 자살, 타살, 익수, 화재, 전쟁으로 인한 손상과

추락이라고 보고하였고, 미국에서 발간한 "손상"(injury in America, 1985)에서 손

상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을 제시 하면서, 그로 인해 학문적인 연구가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유럽 국가들이 손상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게 되었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989년부터 손상예방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뒤늦게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손상에 관한 현상을 분석하게 되었다(전병찬, 2009).

유럽 6개국에서 손상에 관한 부담을 평가 연구한 유로코스트(eurocost) 프로젝

트에서 조사된 유럽 손상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별 10만 명 이상 최대 570만 명(영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응급실을 이용하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와 입원한 환자의 발생률을 구분하였으며, 사망률을 분석하였

다. 오스트리아는 입원한 환자의 발생률(21.7/1000 가구)이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낮은 사망률(1.9/1000가구)을 보였다. 덴마크는 가장 높은 사망률(4.0/1000가구)이

었고, 비교적 입원환자 발생률(15.4/1000가구)이 높았다. 네덜란드는 가장 낮은 입

원환자 발생률(5.2/1000가구)이었으며, 비교적 낮은 사망률(1.9/1000가구)이었다.

영국도 비교적 낮은 입원한 환자 발생률(9.1/1000가구)과, 가장 낮은 사망률

(1.3/1000가구)이었다(Polinder et al, 2007).

미국 청소년기(childhood)의 손상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1987-1994년)에서는 8

년간의 국가 건강 설문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회상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주전에 발생한 손상에 대한 자료만을 조사하였다. 경미한 손상은 100명당

25명이 발생하였고, 치명적 손상은 100,000명당 34명이 발생하였다. 연령 그룹별로

는 경미한 손상의 경우 1~5세 그룹이 6~10세 그룹 보다 낮았으나, 치명적 손상에

서는 2배 정도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방도시에서 대도시에서보다 손상발생률이 높

았고, 성별로는 남성아이들이 여성아이들 보다 경미한 손상과 치명적 손상에서 각

각 1.5배 이상 높았다(Danseco et al, 2000).

2000년에 남아프리카의 손상의 높은 부담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국가손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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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사망 자료를 이용하여 손상에 의한 사망률을 분석하였다. 총 59,9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살인 및 폭력이 46%, 교통사고 26.7%, 자살 및

자의에 의한 사고 9.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살인 및 폭력이 50.9%, 교통

사고 24.8%, 자살 및 자의에 의한 사고 9.3% 순이었으며, 여성에서는 교통사고

32.6%, 살인 및 폭력 30.8%, 화재 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을 보정하여 남아

프리카와 세계의 사망률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로는 남성에서는 살인 및 폭력이

1세-5세 그룹에서 100,000명당 14명으로 남아프리카가 세계 사망률 5.9명의 2.4배

높은 비율이었고, 6-30세 그룹이 100,000명당 184명으로 세계 사망률의 9배 이상의

비율이었다. 또한 교통사고에서는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1세-5세 그룹이 26.7명과

21.3명으로 세계 사망률 13.4명과 11.3명 보다 2배의 사망률이었다(Norman et al,

2007).

세계보건기구의 질병과 손상의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근거하여 손상의

세계적인 부담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 및 후진국의 손상에 따른 100,000명당 사망률을 연령대별 15가지 진단명으로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15-44세 그룹에서 교통사고(20.7명),

자의에 의한 손상(14.8명), 폭력(7.1명) 순으로 높았고,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은 전

염병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3가지 요인이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었다

(Krug et al, 2000).

4. 국내의 손상 발생 현황

2001년 우리나라 손상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40명으로 추정되며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2,140명, 여자는 1,370명이었고, 남자는 35-44세와 55-64세에서 손

상발생률이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55-59세, 65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질병관리본부,2005).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2주간 경미손상의 발생률과 위험요

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2주 동안 하루이상 동통이 있거나 평소활동에 지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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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 손상으로 인해 반나절이상 평소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거나 또는 투약 등

치료를 받은 경우를 ‘2주간 경미손상’으로 정의하고, 최종 연구대상자 37,278명을

분석하였다. 경미손상의 발생률은 조사 대상자를 분모로 하고, 2주간 경미손상을

경험한 사람 수를 분자로 하여 1,000명당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주간 경미손상 발

생률은 1,000명당 4.7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도 단위 지역이 각각 1000명

당 5.2명, 광역시 3.4명으로 서울과 도 단위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성별은 여

자 4.0 보다 남자 5.5에서 경미손상의 발생률이 높았다(이제숙 등, 2008).

남자는 영유아와 청소년에서, 여자는 영유아와 노인에서 손상이 더 많이 발생

하였고, 중증 손상은 남자 영유아와 남녀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여성

노인의 중증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 행정구역상 시군구로 나누어 성․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군지역의 전체 손상 발생률과 중증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지역

은 가장 낮았다(박건희 등, 2008).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1개 대도시에 위치한 9개의 노인정과 양로원의

65세 이상 노인 335명을 대상으로 손상에 관한 일대일 면접조사에를 실시하였다.

1년간 평균손상횟수는 0.43회 였고 일반적으로 봄철 오전에 많이 발생하였고, 손

상발생은 집주변과 집안에서 발생하였다(김소선 외, 1999).

손상사망과 손상부상을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손상문제 및 손상 위험요인을 분

석한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로는 어린이기(14세 이하), 청소년/청년기(15-29세), 성

인전기(30-44세), 성인후기(45-59세), 노인기(60세 이상)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

으며, 생애주기별 손상사망 실태분석은 지난 10년간 사망원인통계 원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고, 손상부상 실태 분석은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서울

시 119 구급활동일지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손상발생 관련요인 구명을 위

해 서울지역 8개 지점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총 1,460명을 대상으로 자

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손상사망 실태 결과로서 대도시 지역일수록 손

상사망의 심각성이 낮았고, 손상유형별로 어린이기는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청소

년/청년기와 성인기는 교통사고와 자살, 노인기는 교통사고와 추락사고가 우선적

인 손상문제였다. 지난 10년간 생애주기별 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수의 변화로

서, 어린이기와 청소년/청년기는 2배 이상 감소하였고 성인기는 매우 완만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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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노인기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빠르게 증

가하였다. 손상부상 실태로는 손상부상의 51.9%가 성인기에 해당했고 손상부상의

남녀비가 손상사망보다 큰 6:4였으며 어린이와 노인기에는 비의도적 손상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신체손상부위로 연령이 어릴수록 안면, 머리, 하지손상이 많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하지, 상지, 등/허리/척추 손상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이명선

등, 2006).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부터 손상 원인 파악을 위한 상세 정보 수집을 위해 응

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를 운영 중이며 2007년까지의 감시 결과 안전사고는

가정(37.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도로(21.3%), 야외 공간(10.0%)이 뒤를 이었

다. 사고자 100명당 평균 2명이 사망하였으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00

명 당 약 4명으로 다른 장소에 비해 높았다. 음주와 손상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체 손상의 16.3%가 음주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관련자 음주 이후의 손

상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교통사고 시 보호 장비가 없는 경우 사망률이 5.1%

로 높았으며, 안전벨트나 에어백, 안전의자 등의 보호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사망

률이 현저히 낮았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둔상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며 미끄러

짐, 추락 순이었다. 입원율은 추락이 9.7%로 가장 높아 다른 손상기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심각한 손상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08).

전국 도시규모별로 노인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4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

여 2차 자료 연람을 통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을 교통사고를 전수 분석하였다. 차

대 보행자(노인) 사고가 44.2%였고 노인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의 심각성이 부

각되었다. 피행정도는 사망이나 중상의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 보다 높았으며, 성

별에 따라 여성의 경우 보행자 사고가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승차 중

안전사고로 38.8%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의 보행자 사고가 여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다음이 이륜차나 자전거 사고로서 여성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었다(김경

옥, 1997).

국내 손상연구는 가용자료의 제한점으로 인해 국외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

이다.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감시정보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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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기전에 대한 율이 조사되고 있었으나, 손상감시정보는 일부 의료기관을 통한

정보라는 한계가 있었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 조사된다는

한계가 있었다(박건희 등, 2008).

국내 연구는 세계적인 손상연구에 비해 연구에 대한 실적이나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며, 손상에 대한 연구 데이터 자료가 부족하며, 일회성 연구

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손

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세계적인 경향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손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손상예방에 대한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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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비의도적 손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

다. 노인에 대한 손상발생 관련요인은 개인적인 요인, 결혼 상태에 관한 요인, 상

회경제적인 요인, 교육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국내외 논

문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건강불평등 개념에 주목하였고, 다양한 사회경제

적 요인이 질환의 발생과 발생 후 처치에 의한 중증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

였다(Laursen and Nielsen, 2008).

2010년 중국의 제4회 국민건강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손상발생

률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은 손상발생률은 37/1,000명이었고, 남성

은 35/1,000명, 여성은 39/1,000명이었다. 거주지(시골, 도시), 결혼상태, 인종, 교

육, 소득을 손상발생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인종과 결혼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한족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한족이 1.39배 높았고, 독신

을 기준으로 사별과 이혼이 각각 2.24배, 4.63배 각각 높았고 성, 연령, 교육, 소득

등은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Guoqing Hu, 2010).

2005년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실 자료를 분석하여 손상

발생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을 변수로 하여 손상발생의 차이를 조

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상대상의 70%가 여성이였고,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

을 하는 것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1.8배 높았다(J A Stevens, 2005). 또한 2001년에

는 운동 활동으로 인한 손상에 관한 연구에서도 성과 연령을 변수로 하여 손상발

생 형태 및 손상발생률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운동으로 인한 손상이 여성의 손

상 중 30%를 차지하였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남성의 손상에서 17%를 차지하였

다. 27%가 골절이었고, 34%가 여성이었다(L W Gerson, 2004).

2010년 스웨덴에서는 손상발생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성과 연령 그룹을 변수로

하여 손상발생률을 분석하였는데, 75세 이상 여성이 동일 남성그룹보다 손상발생

률이 높았고, 85세 이상 연령그룹이 65세~74세 그룹에 비해 손상발생률이 3배가

높았다(Britt-Inger Save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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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많은 논문에서 노인의 손상에 대한 연구의 변수로서 성과 연령그룹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소득, 교육, 결혼상태, 거주지가

포함되었고, 개인적인 변수로서는 체질량 지수 및 개인의 건강관련 요인 등이 포

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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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손상 발생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 국민건

강영양조사의 조사대상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의 집단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집단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문헌고찰에서 노인의 손상관련 요인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사회경제적 변수와 개

인의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틀 



- 14 -

2. 연구가설

가설 1. 연령이 높은 그룹일수록,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비의도적인 손상

발생률이 더 높을 것이다.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 여성이 남성보다 비의도적 손상발생률이

더 높았다. 특히 연령그룹에 따라 손상발생률이 차이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Britt-Inger Saveman, 2010). 또한 손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여성이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70%를 차지하였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여성의 손상발생

률이 높게 조사 되었다.

가설 2. 소재지, 소득, 교육수준에 따른 손상발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도시와 시골에 따른 손상발생의 차이가 있었고, 소득에서

는 경제적 빈곤계층이 부유 계층에 비해 위험 환경에 더 많은 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득이 낮은 그룹이 손상발생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가설 3. 비만, 음주, 걷는 문제 등 개인건강요인에 따른 손상발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활동의 제한성이 높고,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

되기 때문에 비의도적 손상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연구되었고(Finkelstein et al,

2007),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주는 광범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폐해를 초

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음주는 자동차 사고, 익사, 살인, 그 외 고의적 손상, 자해

및 자살 등의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WHO, 2004). 또한 많은 연

구에서 다리부위에 대한 손상발생 형태가 보고되었고, 추락 등이 그 요인이 되어

걷는 문제가 손상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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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3,730명 중에서 남성은 1,495명이고, 여성은 2,235명이 분석되었다. 65세 이상 연령

층은 5세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조사 인원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연령은 동일한

그룹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손상 발생률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지난 1년간 손상으로 인한

외래 및 입원의 의료기관 이용을 경험한 사람의 발생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조사한 손상 발생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 발생률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대상

자를 분모로 하고, 지난 1년간 손상으로 인한 외래 및 입원의 의료기관 이용한 경

험한 사람을 분자로 하여 1,000명을 곱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0 명당 손

상 발생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




=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의 지난 1년간 손상 발생률




=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의 지난 1년간 사고․중독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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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의 조사대상자 전체 인원

또한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의 지난 1년간 손상 발생률의 자료에서 분석한 주

요 변수로는 가구소득, 직업, 주거형태, 소재지,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체질

량지수, 평소음주여부, 걷는 문제이었다. <표 1>

구 분 항 목

사회᠂경제적 변수 가구소득, 직업, 주거형태, 소재지, 결혼상태

건강 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체질량 지수, 평소음주여부, 걷는

문제

<표 1 >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 발생률 분석 항목

나. 자료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는 SAS 9.2 version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65세 이상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빈도와 백분율 산출하였다.

2) 65세 이상 손상발생 경험자의 빈도와 백분율 및 1,000명당 손상발생률을 분

석하였다.

3)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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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65세 이상 노인의 남성은 총 1,495명이 조사되었고, 사회경제적 변수에서는 연

령 65~69세가 46%로 높았으며 주거형태는 일반주택이 79.6%이었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그룹이 51.9%로 가장 높았고, 200만 원 이상은 21.8%이었다. 개인건

강 관련 변수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나쁨이 34.4%로 가장 높았었고, 체질량

지수에서는 정상 그룹이 63.8%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여성은 총 2,235명이 조사되었고, 사회경제적 변수에서는 연

령 65~69세가 37.3%로 높았고, 주거형태는 일반주택이 75.9%이었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그룹이 55.7%로 가장 높았었고, 200만 원 이상은 23.5%이었다. 여성

과 남성의 일반특성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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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남 성 여 성

명 (백분율) 명 (백분율)

사회᠂경제적

연 령 65~69 682 (46.0) 830 (37.3)

70~74 424 (28.6) 617 (27.7)

75~ 375 (25.3) 778 (34.9)

주거형태 일반 1,179 (79.6) 1,689 (75.9)

아파트 302 (20.3) 536 (24.0)

소 재 지 읍. 면 602 (40.6) 839 (37.7)

동 879 (59.3) 1,386 (62.2)

결혼상태 독거 169 (11.4) 1,409 (63.3)

유배우 1,312 (88.5) 816 (36.6)

직 업 사무직 594 (40.1) 472 (40.1)

비사무직 0 (0.0) 635 (28.5)

무직 887 (59.8) 1,118 (59.8)

가구소득 100 미만 769 (51.9) 1240 (55.7)

(만원) 100 - 149 246 (16.6) 276 (12.4)

150 - 199 142 ( 9.5) 185 ( 8.3)

200 ~ 324 (21.8) 524 (23.5)

개인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24 ( 1.6) 15 ( 1.0)

좋음 349 (23.5) 262 (17.6)

보통 471 (31.8) 596 (40.2)

나쁨 510 (34.4) 1,124 (75.8)

매우 나쁨 127 ( 8.5) 227 (15.3)

체질량 지수 저체중 29 ( 8.0) 26 ( 4.8)

정상 231 (63.8) 311 (58.4)

비만 102 (28.1) 195 (36.6)

평소 음주 여부 1번 미만 52 (12.1) 130 (19.4)

(한 달 기준) 1번 이상 231 (53.9) 101 (15.0)

전혀 안 마심 145 (33.8) 438 (65.4)

걷는 문제 전혀 없음 1,009 (68.5) 1,065 (48.1)

(문제 정도) 조금 있음 419 (28.4) 1,078 (48.7)

많이 있음 43 ( 2.9) 70 ( 3.1)

계 1,495 (100.0) 2,235 (100.0)

< 표 2 > 일반적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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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 발생률

지난 1년간 1,000명당 손상 발생률은 남성이 63/1,000명이었고, 여성은

79/1,000명이었다. 남성은 사회경제적 변수에서 연령 65~69세 그룹과 직업에서 사

무직 그룹이 각각 79/1,000명으로 가장 높은 손상발생률로 조사 되었다. 개인건강

관련 변수에서는 체질량 지수의 비만그룹과 평소음주여부에서 1번 이상 그룹이

각각 78/1,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여성노인은 사회경제적 변수에서 가구소득 150~199만원 그룹이 119

명/1,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에서 65~69세 그룹이 93/1,000명으로 높았으며,

개인건강관련 변수에서는 걷는 문제에서 많이 있음 그룹이 143/1,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체질량 지수의 저체중 그룹 또한 115/1,000명으로 높았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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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남 성 여 성

발생률(1,000명당) 발생률(1,000명당)

사회᠂경제적

연 령 65~69 79 93

70~74 61 68

75~79 34 71

주거형태 일반 63 78

아파트 63 80

소재지 읍. 면 73 61

동 56 89

결혼상태 독거 59 76

유배우 63 83

직 업 사무직 79 55

비사무직 0 85

무직 52 85

가구소득 100 미만 72 80

(만원) 100 - 149 41 72

150 - 199 56 119

200 ~ 62 65

개인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42 0

좋음 66 76

보통 57 70

나쁨 65 84

매우 나쁨 71 84

체질량 지수 저체중 69 115

정상 74 74

비만 78 72

평소 음주 여부 1번 미만 19 54

(한 달 기준) 1번 이상 78 99

전혀안마심 48 80

걷는 문제 전혀 없음 56 75

(문제 정도) 조금 있음 76 77

많이 있음 70 143

계 63 79

< 표 3 > 손상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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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가.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65세 이상 남성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손상발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변수에서만 75세 이상 그룹에 비해 65~69세 그룹이 2.4배 높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기타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5세 이상 여성에서는 소재지에서 동 그룹보다 읍면 그룹이 0.6배 높았고, 직

업에서 사무직에 비해 무직이 1.9배 높았으며 가구소득에서는 200만 원 이상 그룹

에 비해 150~199만원 그룹이 2.1배 높았다. <표 4>

변 수
남 성 여 성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사회᠂경제적

연 령 75~ 1.0 1.0

70~74 1.7 (0.89~3.59) 1.4 (0.97~2.14)

65~69 2.4⋆⋆⋆ (1.26~4.62) 0.9 (0.64~1.66)

주거형태 아파트 1.0 1.0

일반 0.7 (0.43~1.37) 1.1 (0.77~1.66)

소재지 동 1.0 1.0

읍. 면 1.2 (0.78~2.10) 0.6
⋆⋆⋆

(0.46~0.99)

결혼상태 독거 1.0 1.0

유배우 0.9 (0.48~1.92) 1.3 (0.83~2.35)

직 업 사무직 1.0 1.0

비사무직 - - 1.3 (0.81~2.34)

무직 0.7 (0.46~1.23) 1.9⋆⋆⋆ (1.12~3.25)

가구소득 200 ~ 1.0 1.0

(만원) 100 미만 1.2 (0.72~2.17) 1.4 (0.93~2.14)

100 - 149 0.9 (0.28~1.35) 1.1 (0.64~2.08)

150 - 199 0.9 (0.38~2.10) 2.1⋆⋆⋆ (1.20~3.79)

< 표 4 >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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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건강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65세 이상 남성에서 개인건강 변수에 대한 손상발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걷는 문제에서는 전혀 없음에 비

해 조금 있음이 1.4배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5세 이상 여성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 걷는 문제에서

는 전혀 없음에 비해 많이 있음이 2.0배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변 수
남 성 여 성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개인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 1.0 1.0

매우 좋음 0.7 (0.09~5.85) - -

좋음 1.2 (0.68~2.18) 1.1 (0.64~1.95)

나쁨 0.9 (0.53~1.64) 1.2 (0.81~1.80)

매우 나쁨 1.0 (0.42~2.42) 1.0 (0.58~2.00)

걷는 문제 전혀 없음 1.0 1.0

(문제 정도) 조금 있음 1.4 (0.90~2.47) 0.9 (0.69~1.37)

많이 있음 1.3 (0.35~5.07) 2.0 (0.92~4.31)

< 표 5 > 개인건강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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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65세 이상 남성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와 개인 건강변수에 대한 손상발생의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변수에서 75세 이상 그룹에 비해 70~74그룹이 2.0배 높

았고 65~69세 그룹이 2.8배 높았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걷는 문제에서

는 전혀 없음에 비해 조금 있음 그룹이 1.7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65세 이상 여성에서는 직업에서 사무직에 비해 무직이 1.8배 높았고, 가구소득

에서는 200만원 이상그룹에 비해 150~199만원 그룹이 2.2배 높았으며 각각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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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남 성 여 성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사회᠂경제적

연 령 75~ 1.0 1.0

70~74 2.0
⋆⋆⋆

(1.02~4.31) 1.4 (0.97~2.14)

65~69 2.8
⋆⋆⋆

(1.44~5.64) 1.0 (0.65~1.54)

주거형태 아파트 1.0 1.0

일반 0.7 (0.43~1.37) 1.1 (0.77~1.66)

소재지 동 1.0 1.0

읍. 면 1.2 (0.74~2.01) 0.6 (0.46~1.00)

결혼상태 독거 1.0 1.0

유배우 0.9 (0.47~1.88) 1.2 (0.80~2.00)

직 업 사무직 1.0 1.0

비사무직 - - 1.3 (0.81~2.34)

무직 0.7 (0.42~1.16) 1.8⋆⋆⋆ (1.07~3.13)

가구소득 200 ~ 1.0 1.0

(만원) 100 미만 1.1 (0.66~2.02) 1.4 (0.93~2.14)

100 - 149 0.5 (0.27~1.29) 1.1 (0.64~2.08)

150 - 199 0.7 (0.32~1.91) 2.2⋆⋆⋆ (1.24~3.97)

개인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 1.0 1.0

매우 좋음 0.7 (0.09~5.85) - -

좋음 1.1 (0.65~2.10) 1.1 (0.66~2.03)

나쁨 0.9 (0.54~1.70) 1.1 (0.80~1.70)

매우 나쁨 1.1 (0.47~2.79) 0.9 (0.51~1.80)

걷는 문제 전혀 없음 1.0 1.0

(문제 정도) 조금 있음 1.7⋆⋆⋆ (1.01~2.86) 1.0 (0.72~1.45)

많이 있음 1.9 (0.51~7.70) 2.0 (0.93~4.47)

< 표 6 > 사회경제적 및 개인건강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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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국외의 논문 문헌 고찰 결과 노인의 비의도적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조사되었

던 몇 가지 요인들이 이 연구에서 역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주요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은 총 3,730명의 노인

이었고, 성별 손상발생률은 남성이 63/1,000명이었고, 여성은 79/1,000명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발생률은 2010년 중국에서 발표된 남성 35/1,000명, 여

성 39/1,000명에 비해 각각 1.8배, 2.0배로 높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서 남성은 연령 65~69세 그룹과 직업에서 사무직 그룹이 각각 79/1,000명으로 가

장 높은 손상발생률로 조사 되었고, 개인건강관련 변수에서는 체질량 지수의 비만

그룹과 평소음주여부에서 1번 이상 그룹이 각각 78/1,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가설 ‘1’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손상발생에 대한 것은 손상발생률은 높았

지만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5세 이상 남성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와 개인 건강변수에 대한 손상발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변수에서

75세 이상 그룹에 비해 70~74그룹이 2.0배 높았고 65~69세 그룹이 2.8배 높았으며 각

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손상발생 것이 높은 외국의

조사와는 달리 남성노인에서 우리나라는 연령이 낮을수록 손상발생이 높게 조사

된 것이 특징이다.

가설 ‘2’에서 소재지, 소득, 교육수준에 따른 손상발생은 여성노인에서 소재지,

직업, 가구소득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소득 200만 원 이상 그

룹에 비해 150~199만원 그룹이 2.1배 높은 손상발생률로 분석되었다. 남성노인에

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손상에 관련

된 요인에 영향이 있다는 외국의 논문내용과 같은 결과이다.

가설‘3’에서 개인건강요인에 따른 손상발생은 남성 노인에서 걷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룹에 비해 조금 있는 그룹이 1.7배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

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자 않았으며, 체질량 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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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데이터양이 부족하여 통계적 처리가 불가해서 결과를 알 수 없었다.

연구 결과는 3개의 가설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부 상응하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상발생은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분석되었고, 개인건강변수에서도 외국의 내용과 상응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중에서 건강설문조사자료는 연구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비의도적 손상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대상자가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조사된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병원 응급

실이나 외래, 입원 자료와 같은 의료기관의 자료와 같이 정확하게 규명된 비의도

적 손상이 아니었다는 제한이 있다.

넷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조사된 항목에서 중증도는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발생률만을 분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노인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관심이 급증하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발생에 대하여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변수와 발생률을 조사하여 전반

적인 손상발생에 대한 의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

인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노인 손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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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손상의 위험도가 높은 우리나라 보건환경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손

상발생률과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추출하였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건강관련

요인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은 연령, 주거형태, 소재지, 결혼상태, 직업, 가구소득이

며, 개인건강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걷는 문제이었고, 종속변수는 지난 1년간

손상발생 여부이었으며 손상발생률과 손상관련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성별 손상발생률은 남성이 63/1,000명이었고, 여성은 79/1,000명이었다.

남성은 연령 65~69세 그룹과 직업에서 사무직 그룹이 각각 79/1,000명으로 가

장 높은 손상발생률로 조사 되었고, 개인건강관련 변수에서는 체질량 지수의 비만

그룹과 평소음주여부에서 1번 이상 그룹이 각각 78/1,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연

령변수에서 75세 이상 그룹에 비해 70~74그룹이 2.0배 높았고 65~69세 그룹이 2.8배

높았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건강요인에 따른 손상발생은 남성 노

인에서 걷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룹에 비해 조금 있는 그룹이 1.7배로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은 소재지, 직업, 가구소득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소득 200만 원 이상 그룹에 비해 150~199만원 그룹이 2.1배 높은

손상발생률로 분석되었다.

위 결과는 중국에서 2010년 제시된 손상발생률과 비교하여 2배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손상발생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미국이나 스웨덴에

서는 노인손상과 관련하여 원인에 대한 연구와 10년 이상 국가데이터로서 손상발

생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병원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연

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연구로

발전하여 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예방이 필요하다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산

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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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노인의 손상관련 연구내용을 비롯하여 가설을 제시하였으나, 일부분

야에서는 상응한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

국의 손상예방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에 대한 노인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서 노인 손상발생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여성노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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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ntentional Injuries among older man in Korea

Cha, Seung hyun

Dep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yongsei Sohn, M.D.,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cidence rate and risk factors

of unintentional injuries for male senior citizens in South Korea. In order to

assess this the senior citizens have been compared based on gender.

The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005 has been used to reveal the incidence rate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nintentional injures.

The target group consisted of 1,495 elderly men, among which 94 had

experiences of the unintentional injuries. 2,235 women were also evaluated,

among which 207 had experiences of unintentional injuries. To analyze the

incidence rate ratio and odds ratio among older men, we conducted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AS version 9.2)test.

Factors included in the study were socioeconomic and health-related aspe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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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the incidence rate of elderly male was 63/1,000 people, whereas

but elderly was female 79/1,000. The incidence rate ratio for the unintentional

injuries has not been noticed as higher risk among male senior citizens

compare to the incidence of female. The male citizens (aged between 65-69)

who has been holding work experience has had the highest risk of loss shown

by statistics of 79/1,000. Based on their individual status, both BMI and

average drinking habits have shown to be significantly relate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78/1,000. Based on the age, the age group over 75 had two times

higher casualty rate compared to the range of 70-74 and 2.8 times higher than

the age between 65-69 based on the statistics. Based on their individual health

status, those who had a few health issues had approximately 1.7 times higher

rate of the incidence. For females, the results have been based on their

residence location, job, personal income, especially those who had an income of

$2,000 or higher showed a higher rate than those whose income ranged from

$ 1,500-1,999.

The results shown above indicates that South Korean seniors have a high

rate even compared to the Chinese. In US and Sweden, they use sophisticated

and more accurate computer data systems and lots of researchers are working

on the health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need to invest a good amount of

money dedicated to research funds for seniors.

There has been lots of hypotheses being issued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it shows that South Korea also needs to get involved in research on

health issues since the mortality of the seniors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t patterns of health issues based on

sex.

Unfortunately, this study does have it's limitations. Therefore,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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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senior citizens and to decrease the national

funds directed towards health issues related to senior citizens, reliable studies

need to be published and different ways t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seniors need to be found.


